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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에 게임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임 기반 학습은
과학 분야에서 흥미나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성의 검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정작 게임의 내용 중 교육적 요소
를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분야의 교육용 게임에서 과학의 본성 요
소 중 무엇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교
사들이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게임을 활용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과학 분야의 교육용 게임 5종을 대상을 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과학의 본성 분석틀은 이영희(2013)의 과학 교과서 및 과
학 교육 지침서의 분석틀을 활용하였고 세부 범주는 1)과학적 지
식의 본성 2)과학적 탐구의 본성 3)과학적 사고의 본성 4)과학,
사회, 기술의 본성이다. 이 때, 게임은 게임의 전체적인 절차인 메
커니즘과 게임의 외관인 심미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5가지의 게임 모두 4가지의 과학의 본성 범주를 모두 균형있

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 모두 ‘과
학적 지식의 본성’이나 ‘과학적 탐구의 본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확인했지만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나 ‘과학과 기술 및 사
회의 관계적 본성’의 경우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몇몇 게임에서 ‘과학적 탐구의 본성’은 드러나있으나 잘
못된 방식으로 드러나있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는 교사가
해당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게다가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균형 있게 학
습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과학의 본성은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 항목의 본성만을 강조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경우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내
적동기나 흥미에 있어서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었음을 통해 게임을 활용하는 교육은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이를 이용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의할

점을 구체화시켰다. 더 나아가 콘텐츠 자체 및 관련 상세한 범주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주요어 : 게임 기반 학습, 교육용 게임, 과학의 본성
학 번 : 2017-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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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전부터 많은 교육 연구자들은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개선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인지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적인 맥락에
서 놀이를 이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Piaget, 1962). 이를 통해서 학생들
의 참여나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게임의 가치가 증대되
기 시작하였다 (Prensky, 2001).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게임을 이용한
학습은 학교 환경에서 게임플레이와 결합되어 교육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Presnky, 2005). 국내에서는 2009년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G-러닝 (게임 러닝)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정부 수준에
서의 게임을 활용한 중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실제로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이용하였을 때 학업적인 성취도나 내적
동기의 측면에서 향상이 되었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동기와 학업적 성취가 향상되었다거나 (유은주와 소금현, 2016) 고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기반 학습을 진행했을 때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한 결과 과학을 대하는 태도, 특히나 흥미나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권기순과 김희수, 2009). 이를
통해 게임을 활용한 과학교육의 가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미래의 지능정보

1

사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부, 2011; 교육부, 2015).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에
서 과학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지식을 담기 위해서 과학
의 본성 (Nature of Science, NOS)와 같이 전통의 과학지식 이외의 내
용들을 강조하고자 교육과정의 요소를 만들고 있다 (양승란, 2019). 이
에 한국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을 2018년 2월에 발표하
였고, 이 표준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NOS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한국과학창
의재단, 2018).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상 목표로 하고 있는
NOS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교사가 그러한 NOS 개념
들을 강의식 수업을 통해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함
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NOS의
개념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직접 실험은 매번 진행하는데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NOS를 가르치기 위한 요소로서의 게임의 가
능성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교사들의 효과 검증만 진행되고 있어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연
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은 전무하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의 게임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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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서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게임 콘텐츠 자체
의 연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 분야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일부 게임들을
조사하여 게임의 어느 요소들에서 과학의 본성 요소가 등장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지닌 게임에서 나타나는 과학
의 본성을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과학 교육용 게임에서 어떠한 과학의 본성 요소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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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의 본성 분석틀은 과학의 본성을 4가지의 범
주로 분류하여 교과서를 분석하는 틀로, 교과서에 존재하는 텍스트, 그
림, 표 등을 분석하는데 강조가 된 분석틀이다. 그렇기에 게임을 분석하
는데 최적화된 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의 화면이나 절차 안에서 교과서처럼 문장단위나 어절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것의 본성
을 확인하는 더욱 정교화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은 과학의 본성의 요소가 어느
정도로 언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가 아닌 과학의 본성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자 2명이 연
구를 진행했고 합의를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를 실제로 플레이
하게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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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게임의 요소와 게임을 활용한 교육

1. 게임의 구성 요소

게임의 사전적 정의로는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다양한 놀이(play)안에서 규칙이 조금 더 강조되는 놀이들을 가리켜 게
임이라고 부르게 된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게임의 정의를 더 살
펴보면, 게임 연구자인 Katie Salen과 Eric Zimmerman (2003)은 ‘게임
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인공적인 갈등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정량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시스템’이라고 하였고,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이라
는 용어를 처음으로 주장한 Clark C. Abt (1987)은 게임에 대해 ‘게임은
부족한 맥락 안에서 두 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의사 결정자
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게임 연구자이자 기능
성 게임을 연구하는 Jane Mcgonigal (2011)은 ‘장르 차이와 기술적 복
잡성을 없앨 때 모든 게임은 목표, 규칙, 피드백, 자발적인 참여 등의 네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게임은 규칙
과 결과값을 조금 더 강조하는 놀이 방식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용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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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게임의 설계 요소로는 학
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함께 연구가 되어지는 것이 교
육용 게임화이다. 게임화(Gamification)는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게임이 아닌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Zichermann &
Linder, 2013). 이러한 게임화의 요소는 게임을 디자인하는데에도 함께
사용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부각되는 게임
의 요소이기에 함께 다루고자 한다. Schell (2008)은 게임을 구성하는 요
소를 이야기, 메커니즘, 기술, 심미적 요소로 나누었다. 이에 대한 각 요
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2-1] Schell의 게임의 구성요소 (Schell, 2008: 김상균, 2014에서 재인용)
범주

내용
플레이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임의 외적
요소나 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게이머들의 경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동일한

심미적 요소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두 개의 게임이 있어도
미적요소의 차이가 게이머에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
게임의 핵심이 되는 규칙, 절차를 의미한다.
게이머가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메커니즘

것들을 구분해주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의
보상을 규정한다. 이는 게임이 게임이기 위한
요소로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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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소이다.

게임에서 제공되는 사건의 흐름을 의미한다. 하나
로 지속되거나 여러 가지 분기로 나뉘는 경우도
이야기
있다. 이야기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미적요소나
기술의 보조가 필요하다.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나 하드웨어 등을 이
기술

야기한다. IT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이는 플레이
어에게 가장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요소이다.

Werbach & Hunter (2012)는 게임화의 구성요소를 다이나믹스, 메커
닉스, 컴포넌트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른 구성요소의 의미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Werbach & Hunter의 게임화의 구성요소 (Werbach & Hunter, 2012:
김상균, 2014에서 재인용)
범주

내용
가장 큰 그림이자 추상성이 가장 높은 개념이다.
목표 달성과 유사하다고 정의했고, 다이나믹스의

다이나믹스
구성요소로 제한, 정서, 진척, 관계, 이야기
구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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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스를 달성하는 요소, 게이머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동을 주도하는 요소, 메커닉스의
메커닉스

구성요소로 도전, 기회, 경쟁, 협동, 피드백, 자원
획득, 보상, 물품 거래, 순차적 참여, 승리 조건을
제시했다.
다이나믹스, 메커닉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형
태. 각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메커닉스와 연결

컴포넌트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포인트, 뱃지, 리더보드 등
이 여기 포함된다.

Bunchball(2010)은 게임화의 요소를 다이나믹스와 메커닉스로 구분했다.
[표 2-3] Bunchball의 게임화의 구성요소 (Bunchball, 2010: 김상균, 2014에서
재인용)
범주

다이나믹스

내용

게이머가 게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게임적 구성요소인
메커닉스

포인트, 레벨, 도전과제, 가상물품, 리더보드,
선물로 정의

이를 통해서 김상균 (2014)은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
가 유사하여 게임화, 즉 교육용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야기, 다이
나믹스, 메커닉스, 기술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 때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이나믹스는 자발적 참여를, 메커닉스는 피드백과 보상을, 기술
을 상호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8

2. 게임 기반 학습의 특징

지난 수 십 년 동안, 디지털 게임과 컴퓨터 게임을 공식적인 학습 환
경과 비공식적인 학습 환경 모두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현장의
지원이 증가해 왔다. 수많은 연구에서 게임이 개념적 이해(Denham,
2015), 프로세스 능력 향상(Steink-Eller & Duncan, 2008) 및 사용자들
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Sedig, 2008).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을 통한 학습을 통해 취학 전 아
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패러다임이다. 게임 기
반 학습의 경우, 게임의 내용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을 구체적
인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게임 기반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백영균, 2006).
게임의 중요한 특징은 플레이어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는 것이다. 이
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사용하면 학습에 대한 충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게임 속 '재미'와 '몰입'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내적인 학습 동기를 유도하
여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Prensky, 2001).
교실에서 사용될 때, 게임은 놀이를 하면서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본
질적인 동기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Asseth,
2004; Sutton-Smith, 1997). 교육용 게임은 일반 게임과 비슷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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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사
용자가 게임에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고 제공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비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Fisch, 2005). 역사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 "게임"의 다른 측면을 사용하는 몇 가지 교육
전략을 사용했다. 그 예로는 경기에서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다. 그러
나, 연구원들은 게임이 교육보다 오락에 맞추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들
의 일반적인 인식이 게임이 많은 장소에 보급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믿는
다(Bennet, Wood & Rogers, 1997). 다만, 기술적 진보가 컴퓨터와 인터
넷 접속을 교실에서 더욱 널리 보급함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게임
사용, 즉 가르치고 배우는 데 디지털 또는 컴퓨터 기반 게임을 사용할지
여부와 방법에 관한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기술의 활용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Grabowski, 2009). 이 변화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지식만으로 진행되는
수동형태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로 진화한다.
이는 결국 게임이 학습 의욕과 흥미를 높이고 학습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게임을 활용하여 교육-학습의 맥락에서 학습 기
회를 제공하고, 현실의 교육 환경을 보완 및 개선하고, 정보 교환 및 협
력 학습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박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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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2010). 온라인 학습 환경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학습자의 상호
작용은 다양한 교육 경험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Iver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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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의 본성

1.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철학자나, 과학교육학자들 사이에
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정의는 지속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
럼에도 다양한 과학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수긍
할 수 있는 수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Duschl, 1990; Meichtry, 1993).
Lederman, Abd-El-Khalickm Bell & Schwartz (2002)는 초·중등 학
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과학의 본성을 제안하였다. 과학교육과정과 교수
법에 중요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안하였다. 1)
과학 지식은 잠정적이다 2) 과학 지식은 경험적이다 3) 과학 지식은 이
론 의존적이다 4) 과학 지식은 추론과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포함한
다5) 과학은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6) 관찰과 추론의 구분 7)
보편적인 과학적 법칙의 부재 8) 법칙과 이론의 기능과 관계 이 이에 해
당한다.
이후에 Lederman (2006)은 앞의 Lederman et al. (2002)에 의해 만
들어진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견해에서 7. 보편적인 과학적 법칙의 부재
를 제외한 7가지의 과학의 본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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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mas(2005)는 과학의 본성의 내용을 K-12교육과정과 교사 교
육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요소 9가지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1) 과학은 경
험적 증거를 요구하고 의존한다. 2) 과학에서의 지식 생산은 많은 공통
적인 요소들과 정신, 표준, 논리적인 사고와 방법의 공유된 습관들을 공
유한다. 3) 과학지식은 잠정적이지만 내구성이 있다. 4) 법칙과 이론은
관련되어 있지만 뚜렷한 종류의 과학이다. 5) 과학은 창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6) 과학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7) 과학에는 역사적, 문
화적, 사회적 영향이 있다. 8) 과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서
로 같지 않다. 9) 과학과 그 방법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지침서를 통해서 과학의 본성의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해왔다 (AAAS, 1990; AAAS, 1993; NSTA, 2000).
AAAS는 1990년 Science for All Americans를 출간하였고, 1993년
Benchmarks for Science를 출간하였다. 두 교재 모두 미국의 고등학생
이 졸업한 이후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인
소양의 함양을 위해 가져야할 과학의 본성을 ‘과학적 세계관(The
Scientific Worldview), ‘과학적 탐구(Scientific Inquiry)’, ‘과학적 사업
(The Scientific Enterprise)’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각 요소의 자세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과학적 세계관 (The Scientific Worldview)은 1) 세
상은 이해할 수 있다. 2)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변화해야 한다. 3) 과학
적 지식은 추정할 수 있다. 4) 과학은 모든 질문에 완전한 답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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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로 분류된다. 과학적 탐구 (Scientific Inquiry)로는 1) 과학은
증거를 요구한다. 2) 과학은 논리와 상상력의 혼합이다. 3) 과학이 설명
하고 예측한다. 4) 과학자들은 편견을 식별하고 피하려고 노력한다. 5)
과학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가 나타난다. 과학적 사업 (The Scientific
Enterprise)에서는 1) 과학은 복잡한 사회 활동이다. 2) 과학은 콘텐츠
분야로 구성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된다. 3) 과학에는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윤리적 원칙이 있다. 4) 과학자는 전문가와 시민으로서 공공 문
제에 참여한다. 로 제시하였다.
미국 과학 교사 협회 (NSTA) (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수업에
서 학생들이 지녀야할 과학의 본성 요소를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다. 2) 과학 지식에서의 보편적인 단계는 없
다. 3) 창의성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4) 과학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초자연적 요소를 배제한다. 5) 법칙은 변
인들 사이의 관계인 반면,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한 추론적 설명이다. 6)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 7) 과학은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8) 과학은 점진적으로나 혁신
적으로 변화했다. 9) 기초적인 과학적 연구는 실제적인 결과와 직접 관
련이 없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고 안정적이지 않지만(Lederman,
1992), 과학 교사는 과학의 본성을 논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가르쳐야하는 책임이 존재한다 (McComs, Clough, & Almaz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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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에 Chiappetta, Fillman, & Sethna (1991)는 이러한 과학의 본
성을 과학자들이나 과학교육자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쉽게 접근가능하
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통합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과 국가 수
준의 연구를 포괄하고자 4가지 주제로 분류를 진행하여 과학의 본성을
구분하였다. 이 4가지 요소는
1. 사고방식으로서의 과학 (science as a way of thinking)
2. 조사방식으로서의 과학 (science as a way of investigation)
3. 지식의 주체로서의 과학 (science as a body of knowledge)
4. 과학의 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science’s interactions with
technology and society) 이다.
최근에는 이영희(2013)가 Chiappetta, Fillman, & Sethna (1991)의
연구를 근거로 연역적 방법을 통해 다양한 과학 교육의 미국 국가 수준
문서(AAAS, 1990, 1993; NRC, 1996; NSTA, 2000)과 과학교육학자들의
논문(Lederman et al., 2001; Bartholomew et al., 2004; McComas,
2005; Ackerson et al., 2006)을 토대로 4가지의 범주로 과학의 본성 틀
을 제작하였다. 이 4가지의 주제는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다.
과학 지식의 본성은 과학이 많은 과학적 분야로부터 자연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생각을 수집하고, 사실, 개념, 법칙, 가설, 이론, 모형과 같
은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과학적 탐구의 본질은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과학적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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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과학의 본성의 이러한 측면은 조사의 능
동적인 과정을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는 관찰, 측정, 분류, 추론, 자료 기
록, 계산, 실험과 같은 과학 과정 기술에 과학자들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과학적 사고의 본성은 과학자들의 사고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
로 상상력, 논리적사고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다. 과학, 기술 및 사회
(STS) 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과학, 기술, 사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낸다 (이영희, 2013).
이영희(2013)의 과학의 본성 분석 틀은 국가 수준의 과학 교육 개혁
문서와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과학의 본성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
고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교과서에서의 과학의 본성 요소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과학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적
합하다.

2.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분석 연구
과학교과서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여러차례 진
행되었다. 여기서는 Chiappetta, Fillman, & Sethna (1991)의 4가지 요
소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hiappetta et al. (1993)에서 1) 방식으로서의 과학 2) 도구로서의
과학 3) 사고과정으로서의 과학 4)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의 주제
로 미국의 중학교 생물교과서 5종을 분석했고, 전체 내용의 80%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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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과학과 탐구로서의 과학에 치중되어있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Lee(2007)는 미국의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4종의 도
입부에 반영된 내용을 4가지 분석틀 이용해 분석하였고, 1종을 제외하고
4가지 본성의 요소가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지혜
외 (2013)은 한국, 일본, 미국의 초등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
을 Lee & Chiapetta(2008)의 분석 틀로 분석을 진행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과학 교과서의 과학의 본성을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나라 모두 고루 과학의 본성 영역이 포함되어있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 분야가, 미
국은 과학 지식의 본성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 나라 모두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과학,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을 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보완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영희 (2013)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교과서의
도입에 내포된 과학의 본성을 Lee & Chiapetta(2008)의 분석 틀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I 교과서에서는 과학적
탐구의 본성 부분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와의 관계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도입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
용에서는 과학의 본성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 저자들이 과학의 본성적인 다양한 측면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율리(2017)은 2009 개정 중학교 1
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과학의 본성을 이영희(2013)의 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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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교과서 전체에서 4가지 과학의 본성 중에
서 과학 지식의 본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나 과학,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의 비율은 적게 나타나 특정 하
위 항목이 편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 전체에 반영된 과
학의 본성의 명시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 단원 중에서 1단원의 명시성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명시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의 교과서에서는 과학의 본성의 4가지 범주
중에서 과학적 지식의 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나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적 본성의 비율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과학 교육용 게임
안에서 과학의 본성 항목을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과학의 본성의 범주를 게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교사들이 게임을 활용할 때의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18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선정

국내에서 게임 분야는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 (2018,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중에서 가장 큰 규
모를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 게임으로 47.3%, PC게임은 그 다음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 한 분야는
PC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이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모바
일 게임의 대부분은 PC게임과 동시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둘
중에서 용이하게 검색이 가능한 PC게임을 택하게 되었다.
또한, PC게임 중에서도 과학 분야의 콘텐츠를 지닌 게임들을 검색하기
위해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게임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게임인가.
2. 교육용 게임인가.
3. 플레이 시간이 50분에서 100분 내로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가.

1

마인크래프트의 경우는 Minecraft PE(Pocket Edition)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임이 있지만 PC버전의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디자인이고, 다양한 모드(추가 콘텐츠) 등은 PC에
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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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의 플레이 의견 중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가.
1번과 2번의 선정 기준은 게임들 중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학분야의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게임들을 검색하여 확인을 하였다. 게
임 클라우드 서비스인 Steam에서 검색어 ‘Science Game’를 통해 연구
대상

후보를

확인하였고,

Science

Game

Center

(https://www.sciencegamecenter.org/)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서 과학
콘텐츠를 게임을 확인하였다. 후보 게임 중에서 교육적으로 게임이 활용
된

적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는

구글

스콜라

(https://scholar.google.com)에서 게임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제 교육적
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3번의 경우는 한
가지의 게임을 긴 차시로 진행하여 학습을 하는 경우는 수업 시간의 흐
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 4번의 경우는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게임의 재미는 게임 자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이 부분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긍정적인 의견의 경우는 게임
플랫폼인 Steam (Valve)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Steam에서의 게임 평가
시스템은 게임 구매자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데,
이러한 누적된 평가가 일정한 퍼센트를 얻게 될 경우 게임의 평가가 게
임 구매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2

2

아래의 퍼센트는 스팀에서의 평가 기준이다.

95% ~ 99% 압도적으로 긍정적 Overwhelming Positive
80% ~ 94% 매우 긍정적 Very Positive
70% ~ 79% 대체로 긍정적 Mostly Positive
40% ~ 69% 복합적 Mixed
20% ~ 39% 대체로 부정적 Mostly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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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게임으로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이상을
받은 것을 선정하였고, 다른 플랫폼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게임은 총 5가지이다. 해당 게임의
개략적인 정보는 아래 [표 3-1]과 같다.

0% ~ 19% 매우 부정적 Very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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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석 대상인 게임 목록 (이하 알파벳 순)
게임
Fold it

Minecraft
Education
Edition 3

Spore

Universe
Sandbox 2 4

내용

장르에 따른 플레이 방식

개발 년도

퍼즐

2008

블록을 캐고, 새로 배치하여
만들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임

샌드박스 게임은 비디오 게임에서 선형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탐험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임을
이야기한다.

2016

진화의 다섯 단계인 세포, 생물,
부족, 문명 그리고 우주단계를
거치면서 하나 뿐인 생명체를 만드는
게임

어드벤처 게임은 플레이어가 탐험과 퍼즐을 풀면서
이야기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진행되는 게임의
장르를 말한다.

2008

실시간 중력, 기후, 충돌, 물질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주의
천체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우주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실제 세상의 활동을
면밀히 나타내도록 설계된 게임의 장르를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캐릭터나 환경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고, 엄밀하게 정해진 목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5

아미노산 가지를 움직여 적절한
단백질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임

3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의 경우는 본래 코딩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2017년 화학 실험실 업데이트를 기
준으로 화학 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교육용 에디션을 기초로 하되,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도 과학의 본
성의 요소를 관측 가능한 점, 일반 버전에서 화학과 관련된 물건들이 추가된 버전이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인 점을 들어, 교육용 에디션과 일반
버전 모두 결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4
유니버스 샌드박스 2 의 경우는 먼저 공개된 1버전이 존재하나, 이는 1명의 개발자가 개발한 버전이고 대폭 결함과 그래픽을 향상시킨 버전이기 때
문에 유니버스 샌드박스 2 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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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전기 회로에 전선을 연결하고 버려진
건물을 통과하면서 퍼즐을 풀어가는
게임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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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 2 절 자료 분석

연구자는 과학교육용 게임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이영희(2007)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 이 요소는
Chiappetta, Fillman, & Sethna. (2004)의 Procedures for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science textbooks(과학 교과서 내용 분석 절차)의
수정된 내용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 차원 지침서 (AAAS, 1990, 1993;
NRC, 1996)와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논문들(Lederman et al., 2001;
Bartholomew et al., 2004; McComas, 2005; Ackerson, et al., 2006)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 틀이다.
해당 과학의 본성 분석틀은 교과서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닌
다양한 과학 관련 교육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영희, 2013). 특히,
과학의 본성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
태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 게
임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석기준
을 정립하였다(참조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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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게임 분석을 위한 과학의 본성 틀 (이영희, 2007; 2013)
범주

세부 내용

게임 분석 기준
게임 내용에서 과학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

1. 과학은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과 같은
이 제시되거나 사용자가 과학 내용적인 지식을
내용적 지식으로 정리된다.
기억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2.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게임 내용에서 과학적 법칙이나 자연적 현상이
나 성질을 설명하는 경우
게임 내용에서 과학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

I. 과학 지식의

니라 기존의 증거에 대한 해석이 변하거나 새

본성 (Nature of
3. 과학적 지식은 가변성이 있다.

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설

Scientific

명하는 경우

Knowledge)

게임에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이
4. 과학에는 다른 종류의 지식의 형태가 있다.

외에 여러 지식의 형태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경우

5.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과정에서 나온다.

탐구의

게임 내용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지
식이 구성되는 것을 설명하거나 예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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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게임 내용에서 과학이 관찰과 실험으로부터의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다는 부분이 등장하거나
1.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플레이어에게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게임 내용에서 과학이 관찰이나 추론에 기초한

II. 과학적 탐구의
본성 (Nature of

2. 과학은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

다는 것이 나타나거나 관찰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경우

scientific
investigation)

3.

과학에는
있다(보편적인

다양한
규정된

방법의

탐구

순서와

같은

방식이

게임 절차 상에서 탐구활동이 한 가지의 절차

방법은

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나타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4. 과학적 실험은 탐구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III. 과학적 사고의
본성(Nature of

1.

과학에

있어서

논리력과

상상력은

중요하다.

게임 내용에서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시험
하는데 실험이 중요하다는 역할

모두

게임 내용에서 과학적 내용의 논리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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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학생들에게 논리력과 상상력을 유발하는 경우

Thinking)

2. 과학자들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수는 없으나
편견을 피하려 노력한다.

니며 개인의 경험과 믿음의 영향으로 주관이
포함될 수 있음이 나타나는 경우

3. 과학적 지식은 역사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4. 회의적 태도와 비판적 의식은 과학적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게임 내용에서 과학적 아이디어가 역사적 흐름
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
게임에서 과학적 사고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중
요성이 나타나는 경우

1. 과학은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뿐만 아니
IV. 과학과 기술

게임 내용에서 과학자들이 언제나 객관적이 아

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게임의 내용과 절차 내에서 과학이 사회에 미
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나
설명되는 경우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STS)

2. 과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나 같은
영역은 아니다.

게임의 내용에서 과학과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을 나타내거나 설명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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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용에서 과학이 서로 다른 영역과 연관
성을 갖고 행해지는 복잡한 사회적 활동임을

3. 과학은 복잡한 사회적 활동이다.

설명하거나 과학자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
해 나타내는 겅우
게임 내용에서 과학 이론이나 법칙이 성립되는

4. 과학은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전통의 영향이 나타
나는 경우

5. 과학과 그 방법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게임 내용에서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
게임 내용에서 과학적 활동이 일부 문화나 민

6.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로 행하여진다.

족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기관
에서 행하여짐이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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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의 관점에서 게임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
서는 교과서의 분석틀을 도입하여 응용하였다. 교과서의 경우는 본문(문
단), 탐구 질문, 설명이 있는 그림, 설명이 있는 표, 여백의 내용이나 정
의, 탐구실험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영희, 2007). 유사하게 게임의
요소를 고려하여 세부 분석 대상 및 영역을 결정하였다.
Schell(2008)은 게임의 요소를 메커닉스, 심미적 요소, 기술, 이야기
의 4가지로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메커닉스와 심미적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게임의 요소 중에서 기술적인 요소는 게임
이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컴퓨터, 보드게임 등)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
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게임은 PC게임을 기준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소는 PC로 한정이 되어있어 제외하였고,
이야기는 연구 대상이 5종류의 게임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단
순하고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플레이어가 눈
으로 보고 경험하는 심미적 요소나 플레이를 하는 동안의 모든 절차인
메커닉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 게임의 요소 모형은 Schell(2008)의 연구
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실제로 교실 환경에서의 게임의 디자인요소를
고려할 때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확인할 때나(Echeverría et al., 2011),
게임화에서의 연구에서 게임의 요소를 확인할 때 (김상균, 2014), 게임
디자인에서 게임의 요소를 고려할 때 (Schell, 2008) 실제로 다양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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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
에 본 요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1. 분석 방법

1) 분석 절차

[그림 3-1] 게임 선정 과정

분석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실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선정된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확인하거나 직접 플레이 해보면서 각 게임에서 나
타나는 메커니즘, 스토리, 심미적 요소, 기술적인 부분 중 과학의 본성의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나 일반적
인 게임의 경우는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콘텐
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학의 본성 요소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1]은 게임의 선정,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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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까지의 과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2) 신뢰성 확보

본 연구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였
다. 먼저 선정된 게임 5가지를 두 연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 이후 다시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재분석을 진행
하였고 이를 비교하면서 결론에 도달하였다. 분석 후, 두 연구자는 미팅
을 통해 서로 결과를 공유하였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재분석을 진행하여 2차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두 연구
자의 의견 차이는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때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장르가 자유로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학에 있어서 논
리력과 상상력은 모두 중요하다.’의 항목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과학의 본성 분야고 게임 자체
의 상상력이 아닌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애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항목의 경우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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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게임에서 등장하는 과학의 본성 요소

이 절에서는 선정된 5가지의 게임의 안에서 과학의 본성 요소가 어느
곳에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게임의 요소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1절에서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4가지 요소 중에
서 메카닉스와 심미적 요소를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5개의 게임을
분석한 간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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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게임에서 등장하는 과학의 본성 유무
범주

I. 과학적 지식의 본성

II. 과학 탐구의 본성

III. 과학적 사고의 본성

IV. 과학, 사회, 기술의 관계적 본성

하위
1

2

O

O

O

O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6

항목
마인
O

O

O

O

크래프트

폴드잇

O

O

O

O

O

O

O

O

O

유니버스
O

O

샌드박스

스포어

와이어드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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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는 과학 지식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 게임 절차상이나 게
임의 심미적 요소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다만, 과학적 사고의 본성은 확
인하기 힘들었다.

1) 과학 지식의 본성
[표 4-2]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의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다
는 개념 확인 가능

- 과학은 사실, 개념, 법칙, 이
론 등과 같은 내용적 지식으
로 정리된다.

- 금속원소에 따른 불꽃 반응에 대한 개념
확인 가능
- 원자의 구성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같은 크
기로 구성되어있고, 한가지 화합물에서만
불꽃반응이 만들어져 오개념이 존재
- 자연계의 물질의 구성 원소 확인 가능

-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 정육면체의 블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
설명하고 예측한다.
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

먼저 교육용 에디션에서 사용 가능한 콘텐츠 4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4-3]은 각 실험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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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사용 가능한 실험도구
실험 도구

이미지

기능

물질 분해기

물질을 원소로

(Material Reducer)

분해한다.

양성자, 전자, 중성자
원소 구성기
수를 조절해 원소를
(Element Constructor)
만든다.

실험대
물질을 조합한다.
(Lab Table)

화합물 생성기

원소를 조합해 화합물을

(Compound Creator)

만든다.

위의 4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여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 각 기능들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원소 구성기의 경우는 [그림 4-1]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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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의 원소 구성기 화면

이를 확인해보면 P는 양성자, e는 전자, n은 중성자로 이를 조절해서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원자가 구성되는 원리를 알아
낼 수 있다. 더불어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도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마
인크래프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가이드의 일부를 확인해보면 ([그림
4-2] 참조) 제작될 수 있는 원소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구
성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 개념, 법칙
및 원리’를 담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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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제작할 수 있는 원소와 동
위원소

다만, 원소 생성기에는 기초 지식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원소 생성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
여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실험 기구이다. 위 [그림 4-1]은 원소 구성기
를 이용해서 리튬을 만든 모습이다. 이는 보어 모형을 적용하여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1개의 전자가 채워져 옥텟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피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고 양성자, 중성자의 배
치가 제각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학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
습을 동시에 확인 가능했다. 또한, 이온은 구현이 되어있지 않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마인크래프트에는 횃불이 존재하는데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는 횃불과 원소를 결합할 수 있다. 이 때, 횃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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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을 넣을 경우 보라색을 띠는 횃불이, 구리를 섞으면 청록색 횃불이
나오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 불꽃 반응에 대한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이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사실, 개념, 법칙 및 원리’
를 담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4-3]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나타나는 횃불의 불꽃반응

다만 이 부분에서는 후술할 부분의 과학적 탐구의 본성 부분에서 오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
과학 지식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실험 도구로는 물질 분해기
의 예시가 존재한다. 물질 분해기는 마인크래프트 내에 존재하는 블록들
을 분해기에 가져놓았을 경우 그 물질을 원소로 분해해주는 실험도구로
[그림 4-4]은 흙(dirt)을 원소 분해기에 넣었을 때의 결과이다. 이 비율
을 확인해보면 지각의 구성원소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통해서 흙이 규소와 산소의 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고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연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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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자
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4]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흙(dirt)를 물질 분해기에 넣
은 모습

다만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든 물건들이 정육면체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이 자연계의 실제 모습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4-5] 참조) 이 점의 경우는 물질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의 관점에서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불러일
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한다’에서 오히려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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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육면체로 나타나는 마인크래프트에서의 도구 및 물질들

2) 과학적 탐구의 본성
[표 4-4]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의 과학 탐구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적으로

-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지를 알아낼 수 있음

- 과학에는 다양한 방법의 탐구 방식이

- 불꽃 반응을 할 때 정해져 있

있다 (보편적인 규정된 순서와 같은

는 한 가지의 규칙에 따라서 만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야만 불꽃반응을 볼 수 있음

게임 속에서 실험대는 만들어진 물질을 조합하여 마인크래프트에만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암모니아와 인을 조합
하면 슈퍼 비료(super fertilizer)가 나오게 된다. 다만 제대로 된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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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방식으로 물질을 조합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찌꺼기
(garbage)가 나오게 된다. ([그림 4-6] 참조) 이는 게임 상에서도 아무
런 쓸모가 없는 아이템으로, 만일 플레이어가 조합법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
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
초한다.’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다.

[그림 4-6]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잘못된 조합법을 이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찌꺼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정해진 조합 방식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서 물
질을 제작한다. 즉, 일관된 방식으로 물질을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방법
의 탐구 방식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대표적인 사례가 횃불을 만드는 과정인데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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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가이드에서의 조합법을 확인해보면 횃불 위에 염화물을 합쳐서
제작을 하게 된다 ([그림 4-7] 참조).

[그림 4-7]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의 색 횃불 조합법

다만 아래 그림은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일부이다. 이 내용에
서 알 수 있다시피 동일한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다면 동일한 불꽃 반응
색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염화물만 제작이 가능하
고, 염화물과 횃불을 합쳐야 색이 있는 횃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서 단 한가지의 방법 만으로 제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규정된 순서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과학의 본성에는 어긋나는 모
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8]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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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표 4-5]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
적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자원을 캐면 더 좋은 도구를

- 과학은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면서 빠른 발전이 가능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원을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캘수록 자원이 줄어듦
- 멀티플레이는 존재하지만 학생
-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로 행하여진다.

들이 스스로 과학적 활동을 하기
에는 부족

게임 속에서 조합하는 도구가 단계적으로 발전할수록 자원을 캐는 속
도가 빨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마인크래프트에서 재료에 따른 도구 조합법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나무 자원으로 도구를 만들어야한다. 이후에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도구가 돌, 철, 다이아몬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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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렇게 자원을 캐나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을 파
괴하게 되고, 한정되어있는 자원들을 캐내면 서서히 자원이 줄어들게 된
다. 이 것을 통해서 ‘과학은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부
정적인 방향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의 경우는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제작을 하는 샌드
박스 게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야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의 경우는 모든 과정에
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여 실험에 참여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이드를 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스스
로 탐구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로 행하여진다.’에서 과학 활동
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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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ld it (폴드 잇)

폴드 잇에서는 게임의 절차상에서 모든 과학의 본성의 요소가 등장함
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과학 지식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의 본성 부분
이 두드러지게 등장하였다. 다만, 이에 비하여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과
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과학 지식의 본성
[표 4-6] 폴드잇에서의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과학은 사실, 개념, 법칙, 이
론 등과 같은 내용적 지식으
로 정리된다.

- 아미노산 사슬이 실제로 구성된 원리에 따
라서 실제 단백질 접힘 현상을 확인할 수 있

-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음

설명하고 예측한다.

-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많은 구조들을
- 과학적 지식은 가변성이 있
게이머들이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알
다.
아내지 못한 구조를 확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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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폴드잇의 게임 화면

폴드 잇의 플레이 화면을 보면 처음 튜토리얼을 통해서 단백질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려주고, 아미노산의 배치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
어야하는지, 수소결합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통해서 ‘과학은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과 같은 내용적 지식으로
정리된다.’를 알 수 있다. 또한, 직접 이 구조는 자연 현상을 실제로 가
져와서 제작이 되었고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단백질의 모습을 예
측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에 해당
한다고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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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탐구의 본성
[표 4-7] 폴드잇에서의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흔들기 도구, 움직이기 도구,

-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취소 도구를 통해 아무리 시
뮬레이션을 망쳐도 잘 될 때
- 과학은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

까지 얼마든지 반복적 학습이
가능함

- 과학에는 다양한 방법의 탐구 방식이
있다 (보편적인 규정된 순서와 같은
- 자신만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탐구가 가
- 과학적 실험은 탐구 기술을 이용하여

능함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림 4-11] 폴드잇에서 사용가능한 도구 종류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튜토리얼을 진행해야한다. 튜
토리얼에서는 아미노산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설명을 알려
준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흔들기(Shake), 움직이기(Wiggle)이다. 이를
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곁사슬의 충돌이나 수소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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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단백질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경험적
인 요소, 빈 공간이나 충돌하는 부분을 관찰하고 추론하면서 어떻게 배
치를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은 경험적 근
거에 기초한다.’, ‘과학은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폴드잇에서 콘테스트는 플레이어가 직접 디자인한 단백질 구조 퀴즈
(레시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퀴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플레이어별로 다른 접
근 방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학에는 다양한 방법의 탐구 방
식이 있다 (보편적인 규정된 순서와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
학적 실험은 탐구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데 있어
서 중요하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12] 폴드잇 웹사이트에서의 레시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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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 사고의 본성
[표 4-8] 폴드잇에서의 과학적 사고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게임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식
을 얻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을

- 과학에 있어서 논리력과 상상력은

얻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단백

모두 중요하다

질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폴드잇은 퀴즈, 레시피 제작, 콘테스트의 콘텐츠들을 지니고 있다. 퀴
즈는 게임에 익숙해지게 하고,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단
백질들 안에서 아미노산 곁사슬끼리의 충돌이나 빈 공간을 조절하는 법
을 배우게 된다. 레시피 제작은 퀴즈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
였을 경우에 스스로 자신만의 단백질 사슬을 만들면서 안정된 구조를 찾
는 것이다. 이 레시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고 다양한 사
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다. 다만 이 레시피의 경우 완벽하게 안정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콘테스트에 업로드를 하면 다른 플레이어
들이 레시피를 확인하고 더 좋은 구조를 만들거나 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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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폴드잇의 게임 시작 화면

즉, 이 과정을 통해서 퀴즈를 통해 논리력을 배양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학적인 사고과정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본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표 4-9] 폴드잇에서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커뮤니티창을 통해서 토의를 하

-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로 행하여진다.

면서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마인크래프트와 폴드잇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호
협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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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과학적인 지식이나 탐구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폴드잇의 경우는 콘테스트에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만든 레시피를 실험해보는 등을 통해서 상호 협조적으로 단백질 구
조를 찾아낼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상호 협조적으
로 행하여진다.’라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3. Universe Sandbox 2 (유니버스 샌드박스 2)
유니버스 샌드박스 2 (편의를 위해 유니버스 샌드박스라고 후술) 에서는

과학 지식의 본성은 나타나지 않고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과학적 탐구의 본성
[표 4-10]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의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천체의 물리량을 조절하면서 관

-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물리량이 달라졌을 때의 천체

- 과학은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

의 움직임을 추론할 수 있음

먼저,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천체들의 재연
하고 있다(그림 0-0 참조). 또한, 천체들의 자전축 기울기, 반지름,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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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물리량을 플레이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량을 변
화시켰을 때, 태양계가 어떤식의 공전을 하게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만유
인력을 이용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두개의 천체가 충돌하
는 과정을 확인하거나의 과정(그임 0-0 참조)을 통해서 현실에서 확인
하기 힘든 자연현상들을 관찰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지구과학에서의 탐구과정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과학은 관찰과 추론에 근거한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4]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의 태양계 모습

[그림 4-15]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의 달과 지구의 충돌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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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사고의 본성
[표 4-11]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의 과학적 사고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천체들

- 과학에 있어서 논리력과 상상력은

을 배치하거나 천체들의 기후

모두 중요하다

를 확인할 수 있음

지식의 본성에서 나타났던 천체의 물리량을 조절하거나 천체를 배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태양계를 만들 수 있다. 천체의 물
리량을 조절하면서 천체들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후를 바꾸
면서 다양한 행성들이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야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인지 테라포밍을 해본다던지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Realistically Terraforming Mars in Universe
Sandbox

2

(https://youtu.be/j8ygJew0aKg

Retrieved

from

2019.07.01)에서는 실제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처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플레이어들의 상상력에 맞게 조절이 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이 과학에 있어서 논리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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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표 4-12]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기후변화의 내적요인에서 이산

- 과학은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화탄소가 증가하면 빙하의 양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될 수 있다.
확인가능

유니버스 샌드박스는 단순히 천체의 위치나 물리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접 대기 성분이나 자기장 세기를 조절하거나 천체
의 연령도 조절이 가능하다. 표면에 이산화탄소를 추가해 극심한 온실효
과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고, 물 같은 걸 추가해 바다를 만든다
던지, 유기물(Organic)을 뿌려서 생명이 사는 행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
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게 될 경우에 빙하의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과학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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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어 (Spore)

스포어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본성은 드러나지 않았음을 확인가능했다.

1) 과학 지식의 본성
[표 4-13] 스포어에서의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진화에 대한 순서를 세포 -> 개체 -> 부
족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음

- 과학적 지식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음
-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오개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함

스포어는 세포 단계에서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를 구분하여 선
택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서서히 진화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을 확
인하고 예측이 가능하다([그림 4-16] 참조). 다만, 과학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진화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동일한 모습의 개체가 교배를 하게 되면 개체에 눈이나 뿔같은
공격무기, 이동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지느러미 등을 배치할 수 있는 화
면으로 전환이 된다([그림 4-17] 참조). 이를 통해서 진화된 생명체를
만들 수 있고, 더 작은 생명체를 잡아먹는 행위를 통해서 더 진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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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다만 실제 생명체는 눈에 띄게 갑작스러운 진화가 일어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플레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오개념을 만
들어낼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6] 스포어에서의 진화 과정 표

[그림 4-17] 스포어에서의 소기관 배치

56

2) 과학적 탐구의 본성
[표 4-14] 스포어에서의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조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생명체가 나타나는
방식이

다양하고

플레이어들

- 과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
음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 생명체가 실제로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게임
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의 다양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과
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표 4-15] 스포어에서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분석 내용
- 진화를 지속하면 문명을 형성

- 과학은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하게되고

이후

문명끼리의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전쟁을 통해서 상대 문명을 멸망
이용될 수 있다.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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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어에서 개체가 바다속에서 살아가다가 진화를 거치면서 육상으
로 올라오게되고, 육상으로 올라간 개체는 진화를 더욱 거쳐서 문명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4-18] 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문명을 형성하게
되면서 다른 문명끼리 전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쟁은 기술이 더 발전
하였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과학은 사회에 부정적
인 영향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스포어에서의 문명 간 전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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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이어드 (Wired)

와이어드에서는 회로를 만드는 퍼즐 게임으로 별도로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나 탐구의 본성, 과학과 기술 및 사회와의 관계 본성을 별도로 확
인하기가 힘들었다.

1) 과학 지식의 본성
[표 4-16] 와이어드에서의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의 본성 세부항목
- 과학은 사실, 개념, 법칙, 이
론 등과 같은 내용적 지식으
로 정리된다.

분석 내용
- 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회로에서 양성자가 도는 과정이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와이어드에서는 주인공이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회로를 완성하
고 서서히 문을 열어가며 탈출을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전선을 이
용해서 회로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 것을 통해서 회로가 전원에 전선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전기가 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이를 중간중간의 영상에서 방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사실, 개념, 법칙을 알 수 있으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움직이는 입자가 양성자인지 전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성자가 움직인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전지
에서 (+)와 (-)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 발
현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림 4-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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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와이어드에서의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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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용 게임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 요소를 분
석하고 교사가 과학의 본성 교수를 위해 과학교육용 게임을 활용하는 경
우에 주의해야 할 점을 제언하는데 있다. 게임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는
재미 그리고 학습적인 목적에서 의미를 띄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
에서는 과학 교육용 게임들을 조사하여 과학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과학의 본성을 교육하는데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게임의 요소 4가지인 메커니즘, 이야기, 심미적 요소, 기술 중에
서 과학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요소로는 메커니즘과 심미적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야기 요소는 선정된 게임에 스토리가 굉
장히 빈약하게 존재하거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기술요소의 경우는 가시적인 요소가 아니기에 플레이어들이 과학의 본성
의 요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게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영희 (2007)가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개발
한 과학의 본성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해당 분석틀은 1) 과학 지식의 본
성, 2) 과학적 탐구의 본성, 3) 과학적 사고의 본성,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의 총 4가지의 범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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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분석 대상인 게임들은 과학의 본성을 교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때문에 과학의 본성 요소가 암시적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게임은 과학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과학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과 연
관되어 있어 일부 과학의 본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었다.
둘 째, 5가지 게임 모두에서 과학의 본성 범주 중 과학 지식의 본성
이 나타났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나타나는 과학 지식
의 본성은 화학 실험실을 통해서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화합물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물질들을 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원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폴드잇에서는 아미노산을 배열함으
로써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단백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유니버스 샌드박스에서는 지구의 기후나 중
력, 천체의 공전 자전 등의 천문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스포어
는 생물의 진화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세포단위에서 시작해서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와이어드에서는 회로를 만들어보면서
전기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다만, 몇몇 게임에서 과
학지식의 본성이 적절하지 않게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적
인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된 게임의 그래픽에서 실제와 다른 모습 및 과
학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게임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그대로 교수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오개념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적 탐구의 본성을 확인해보면 5개의 게임 중에서 와이어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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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게임에서 과학은 경험적인 근거에 기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다만 나머지의 요소들 중에서는 게임 별로 차이가 일부 존재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의 경우는 물질을 조합하는 방법이나
화합물을 만드는 탐구 방식을 단일하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과학
의 탐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교사가 해당 게임
을 과학의 본성 교수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폴
드 잇의 경우는 다르게 단백질의 배치를 퀴즈를 통해서 공부한 후에 스
스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토의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혼자 연구를 하는 것
이 아닌 함께 연구를 한다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니버스 샌드박
스의 경우는 마인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
도가 가능하지만, 스포어나 와이어드의 경우는 답이나 생명체가 만들어
지는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탐구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
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폴드잇을 제외한 게임에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나온다.’의 부분의 경우는 게임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학적 탐구의 과정인 가설-실험 방법은 아
래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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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정의하기
2 정보와 자료를 모으기
3 관찰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세
우기

4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가설을 시험
하기

5 데이터를 분석하기
6 분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설을 평가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7 결과를 발표하기
8 다시 시험하기
9 반복된 실험으로 검증된 가설은 이론으
로 인정된다.
[그림 5-1] 과학적 탐구의 과정

하지만 4개의 게임의 경우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고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과정
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해서 지
식이 구성된다는 점은 알아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게임을 과학적 탐구의 본성을 교수하기 위한 자료 및 도구로 사용한
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가상의 상황
이기 때문에 실제의 실험기구 사용 방법이나 유의사항을 익히기에는 한
계가 있다.
과학적 사고의 본성은 게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폴
드잇은 게임의 전체 흐름을 통해 지식(논리력)을 기르고 이후에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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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플레이어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게임들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게임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자유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결국 디자인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이 사고과정처럼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스스로 알아내는 등을 경험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 사회, 기술의 관계적 본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폴드잇
게임이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폴드잇의 경우
는 상호 협조를 통해서 스스로 과학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
을 지닌다. 다른 게임들의 경우는 여러 플레이어들끼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어들끼리 과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
하거나의 행위는 불가능했다.
결론적으로 5가지의 게임 모두 4가지의 과학의 본성 요소를 모두 균
형있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 모두 과학
적 지식의 본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확인했지만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의 경우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난다. 박율리 & 우애자 (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09 개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확인해본 결과 1) 과학
지식의 본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과학적 탐구의 본성, 2)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나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의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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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특정 하위 항목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에서 편중
된 과학의 본성 범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의 항목들
이 서로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제한된 과학적 본성
에 대한 인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지혜 외, 2013). 결국, 과
학의 본성을 교수할 때 게임을 단순히 교과서의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것
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즉, 게임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을 교수할 때
에는 교사가 보완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해당 내용은 다음절에서 상술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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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게임을 과학의 본성 교수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1절의 결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교과서의 대체제로서의 게임

게임에서 등장하는 과학의 본성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박
율리, 2018). 그러나, 게임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중 과학의 지식적
본성 및 과학적 탐구의 본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여 특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게임 기반 학습의 경우 전통적 수업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해 외적 동기 부분이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형성과 박형덕, 2010). 그렇기에 교과서의 내용과 게임을 함께 이용
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교과서를 활용한 전통적인 수
업에 비해서는 흥미가 있고 외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게임
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과학의 본성을 교육하는 것은 과학교육에 있어서 고전적인 과제이다
(Lederman, 2007).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학의 본성을 강
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 상에서나 과학탐구실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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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서 과학의 본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승란,
2019). 그렇기에 본 연구는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는 현 상
황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를 이용한
수업을 구성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교사가 게임 기반 학습을 진행할 때에 주의해야하는 부분
백영균(2006)은 게임 기반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교사의 역량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나, 게임을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브리핑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과 게임의 상황을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본 연구에서 게임의 심미적 요소에 의해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균(2003)은 교육용 게임을 활용한 수업 구성의 문제점 중에
서 정형화된 교수학습체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의 부재, 지속적인 학습의 의욕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게임의 경우는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질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업시간의 배분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과학 교육용 게임에서는 과학적 사고의 본성
및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이 적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성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학의 탐구 본성은 게임에서 자주 등장은 하였지만 과학적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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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적절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정해진 방식으로 탐
구를 해야하는 게임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한 가지의 절차를 따라서 사고
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실제로 탐구 과정은 다양
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과학의 본성 확인을 위한 분석틀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게임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을 확인하고자 기존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분
석 틀은 교과서 혹은 과학 관련 서적에 연관되어 텍스트나 그림, 도표
등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변형을 거치
고 최적화시켰음에도 부족하거나 아주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틀은 아니
다. 그렇기에 현재 본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더 많은 양의
과학 교육용 게임을 분석하여 수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게임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PC게임에만 한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외의 모바일 게임이나
보드 게임 등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로 개발된 게임들은 고려하지 못하였
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른 게임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되어
체계적인 분석틀의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송가영 (2018)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는 분석틀을 개발한 것
과 같이 더욱 정교화된 측정 도구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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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ure of Science Reflected in
Science Education Games

Ki-eun, EOM
Earth Science Major in Science Education Divis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game-based learning, which uses games to educate
students, has been used as a tool to increase interest and
achievement in science. Although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game-based learning, little has been done
that explores or analyzes the educational elements of game con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science
aspects of educational games in science and to determine how
teachers can use games.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is
analyzed using Lee’s (2013) analysis framework for the science
textbooks

and

science

education.

The

subcategories

in

this

framework are (1)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2) na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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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inquiry, (3) 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and (4)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In this
thesis, gam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mechanisms, their whole
processes, and their aesthetic elements.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can see the results show that all five games are not balanced
in all four categories of Nature of Science. Although most games
confirm that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are distinct, not many deal with the 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or the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However, in some games,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is revealed, but it is revealed in an incorrect way,
which suggests that teachers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games for
education. Moreover, the lack of attention to the 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and the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uggests that students cannot learn the true nature of
science in a balanced wa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science ha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learning with emphasis on some but not
all categories of the nature of science can create a limited perception
of the nature of science. However, I suggest that education using
games is worthwhile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for students to
learn using games in term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interest than to
learn using only textbook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ature of science can be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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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games and has specified to be significa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using games. Furthermore, the use of
games in education can be enhanced by further studies on science
content and related detailed categories of the nature of science i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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